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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의 언어시험 준비 맥락에서 영어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실행연구: 내러티브 정체성 관점으로*

김나희
(중앙대학교)

Kim, Nahee. 2019. Action research on a global corporation’s English storytelling
programme in a context of high stakes language test preparation: From narrative
identity.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9-1, 165-193. This
action research aims to implement a global corporation’s storytelling-based curriculum,
focusing on perspectives of narrative identity. In order to do that, Shin et al.’s (2018a)
curriculum and Shin et al.’s (2018b) text book of storytelling were applied to the
global corporation’s English language programme. Seven participants employed at the
global corporation were joined in the research and taught by the researcher during the
first semester of 2018 language programme. The curriculum consisted of two modules:
action based and structure based. It was found that learners’ narrative identity were
negatively constructed in a context of high stakes language test preparation,
experiencing test preparation impact on their identity. However, as storytelling-based
learning continued, learner’s narrative identity including narrative level and reflective
response was positively developed. It is suggested that there is a need for
implementing narrative identity based storytelling programme in a global corporation’s
language education by listening to learners’ voices.
Keywords: high stakes language test preparation, English storytelling, narrative, action
research, narrative identity, global corporation

1. 서론
영어 말하기 시험은 고부담 시험(high-stakes test)으로서 기업의 취업, 승진, 인력 선
발 등의 기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는 언론을 통해 2027년부터 임원 승
진을 위한 자격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여 해당 말하기
시험의 최고등급 제출을 발표하였다(홍수민 2018). 글로벌 기업환경에서 영어 말하기 능숙
도 및 의사소통능력은 영어 말하기 시험(OPIc 또는 TOEIC-Speaking)으로 평가되고 있으
며, 이 시험의 결과는 채용, 승진, 인력 선발 등의 인사제도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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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호, 김보영 2015, 홍수민 2018). 이미 영어 말하기 시험은 고부담 시험(high-stakes
test)으로 시험 준비는 고부담 시험 준비(high-stakes test preparation)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기업의 언어교육 프로그램은 시험 준비 프로그램으로 강화되고 있다(김나영
2012, 배유미 2012, 오성호, 김보영 2015, 현주은 2012). 하지만, 실제적인 언어 능숙도
향상보다는 오로지 단기간 점수획득을 위한 지나친 시험스킬, 전략, 모방, 문항 및 답안 암
기 학습에 치중하는 고부담 언어 시험 준비활동은 시험의 타당도를 저하시킨다(Fulcher
2009, Gulek 2003). 또한 개인의 성찰과 내러티브 구술능력을 상실하게 하며 부정적인 영
어말하기 정체성을 형성하게 한다(Kim 2017a, 2017b). 언어시험의 표준화, 획일화, 시스템
화, 기술주의화 가치가 팽배해지면서 건강한 언어교육을 통한 긍정적 정체성 형성이 위협받
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신동일 2013).
이러한 기업의 고부담 언어시험 준비 맥락에서 자신의 경험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적으
로 말하는 내러티브 혹은 스토리텔링 학습은 언어시험 준비 내용일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언어 정체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이기도 하다(신동일 외 7인 2018). 내러티브 활동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문화와 감정을 이해하며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의사
소통의 중요한 방식으로(Peterson and McCabe 1983) 암기된 언어가 아닌 개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이야기에 주인공이 되어 과거를 해석하고 성찰하며 주체성을 회복하는
내러티브 정체성(narrative identity)을 형성하기도 한다(Ricoeur 2010). 따라서 본 연구는
글로벌 기업 환경에서 개발된 신동일 외 7인(2018)의 영어 스토리텔링 교육과정을 고부담
언어시험 준비 맥락에 적용한 기업 프로그램 실행연구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야기 구
조에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학습자 주도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성찰하며 서술하는 영어 내
러티브 교육을 실행하면서 관찰된 학습자 내러티브 정체성을 탐색한다.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고부담 언어시험 준비 맥락에서 영어 스토리텔링
교육과정 기반의 영어 말하기 프로그램은 어떻게 실행되었는가? 둘째, 프로그램 실행과정에
서 관찰된 학습자 내러티브 정체성은 어떠한가? 셋째, 향후 내러티브 정체성 관점의 영어말
하기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서 어떠한 점이 고려되어야 하는가?

2. 이론적 배경
2.1 내러티브 구술교육
내러티브 구술교육은 내러티브 구술능력(narrative ability)향상을 위하여 교육 전 내러티
브 발달단계 및 서사구조로 내러티브 구술능력 평가 후, 결손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교육
으로 기획되어 실행된다(Hayward and Schneider 2000, Petersen 2011, Spencer and
Slocum 2010). 내러티브 구술능력 평가로 자주 언급되는 Stein과 Glenn(1979)의 내러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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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단단계를 본 논문에서는 다음 그림 1로 정리하여 제시한다.

그림 1. 내러티브 발달단계
1단계는 묘사적 연결(descriptive sequence)로서 인물, 주위 환경, 인물의 습관적인 행동
들을 단순히 묘사할 수 있지만, 인과 관계 또는 시간 순서가 드러나지 않는다. 2단계는 행
동 연결(action sequence)로서 시간 순서대로 사건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건의 인과
관계는 언급되지 않는다. 3단계는 반응적 연결(reactive sequence)로 사건이 연결되는 인과
관계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만, 인물의 의도, 목표지향적인 행동은 드러나지 않는다. 4단계
는 간략한 에피소드(abbreviated episode)가 등장하는 단계로 인물의 행동이 목표지향성을
갖는다. 사건과 결말 또는 인물의 내적 반응과 결말이 모두 언급된다. 5단계는 완성된 에피
소드(complete episode)로 인물이 이끄는 목표 지향적인 완성된 스토리로 구성된다. 사건,
내적반응, 시도, 결말이 명시적이고 분명하게 언급된다. 6단계는 복합적 에피소드(complex
episode)로 하나의 이야기에 부분적이거나 완성된 이야기를 추가로 포함하고, 인물이 목표
를 달성하는 계획, 경로, 위기, 해결이 보다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난다. 7단계는 상호적
에피소드(interactive episode)로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진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며, 각각의
인물은 다른 목표를 위한 행동을 하며, 각각의 행동은 서로에게 다른 영향을 준다.
학습자의 내러티브 발달 단계가 평가된 이후에는 내러티브 구술 학습이

Stein과

Glenn(1979)의 스토리 문법(story grammar)모형 중심으로 기획된다(Petersen 2011). 본
논문에서는 다음 그림 2로 스토리 문법(story grammar)모형을 정리하였다.

그림 2. 스토리 문법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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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가지 스토리 요소는 다음과 같다(신동일, 김금선, 김나희 2007). (1) 배경(setting)은
이야기의 서두로서 중심인물, 장소, 시간에 대한 상황에 대한 정보가 제시된다. (2) 도입 사
건(initiating events)은 이야기에 사건 혹은 문제가 도입되는 단계로서 어떠한 사건이 발생
했는가에 대한 서술이다. (3) 내적 반응(internal responses)은 앞서 도입된 사건 및 문제에
대한 등장인물의 반응으로서 감정, 생각, 목표, 열정, 의도 등을 의미한다. (4) 계획(plan)은
사건 및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등장인물의 계획 및 결심이다. (5) 시도(attempts)는 앞서
등장인물의 계획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이다. (6) 결과(consequences)는 등
장인물의 시도에 대한 결과로서 등장인물의 계획에 따라서 문제 해결이 되었는가에 대한 여
부이다. (7) 반응(reactions)은 직접적 결과에 대한 등장인물의 감정 및 생각이다. 위의 7가
지 요소들 중에서 도입사건, 시도, 결과는 최소한의 에피소드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들이다
(Peterson and McCabe 1983). 스토리 문법(Stein and Glenn 1979)을 활용하여 단계별 내
러티브 구조학습이 실행되는데(Petersen 2011, Spencer and Slocum 2010), 예를 들면 교
사는 스토리 문법요소가 적힌 카드(story grammar cue cards)를 스토리가 있는 일련의 그
림에 놓으며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 후, 들은 이야기를 다시 말하는 리텔링(retelling) 활동
이 그룹, 짝, 개인 발표순으로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개인 경험 서술로 마무리 된다(Spencer
and Slocum 2010).
2.2 영어 스토리텔링 교육과정
내러티브 구술교육의 예로 본 연구의 선행연구가 되는 신동일 외 7인(2018)의 영어 스토
리텔링 교육과정은 글로벌 기업 환경에서 영어 내러티브 구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Stein과
Glenn(1979)의 내러티브 발달 단계모형을 이용하여 개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 그림
3과 같이 영어 스토리텔링 교육과정(신동일 외 7인 2018)을 정리하였다.

그림 3. 영어 스토리텔링 교육과정
삼성전자 사내 삼성공과대학의 비학점 영어교과 중 하나로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
월 동안 총 16주, 매주 2회 수업으로 기획되어 개발되었고 본 연구자는 공동연구원으로 참
여하였다. 진단평가는 일대일 인터뷰 형식의 개인 경험 이야기 서술 과제로 실시하여 스토
리텔링 등급표 결과에 따라서 단계별 스토리텔링 교육이 세 단계의 모듈로 진행되었다. 모
듈 1은 활동 동사(action verbs)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가르치며, 시간 순서 및 인과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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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사건들을 연결하는 학습이다. 모듈 2는 스토리텔링 구조(처음-중간-끝)를 숙지시키
며 도입-갈등-해결로 구성된 에피소드 중심의 다시 말하기 활동과 개인 경험 이야기하기
과업으로 진행한다. 모듈 3은 캐릭터 중심의 스토리텔링으로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관
점과 감정에 따라서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교육 종료 후, 사전평가와 동형의 과업으
로 사후평가가 진행되었으며 사전평가와 비교 시, 단계별 모듈 교육을 통하여 활동 동사 사
용, 서사적 구조 및 인물 중심의 내러티브 구술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3 내러티브 정체성
일반적으로 내러티브 혹은 스토리텔링 구술활동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McCabe and Bliss 2003). 영화나 텍스트의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기(story retelling),
즉흥적으로 허구의 이야기를 만드는 스토리 창작(story generation)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경험에 대한 개인 경험 서술(personal storytelling)이 있다. 이 중, 개인 경험 서술은 자료
기억을 요구하는 다시 이야기하기와 상상력을 요구하는 스토리 창작에 비해서 덜 부담스럽
고 자연스러운 형태의 구술활동이다(McCabe and Bliss 2003). 개인 경험 서술은 학업과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한 언어구술능력이기도 하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과거 경험을
재해석 및 재구성하기에 청자는 발화자의 경험을 이해하게 된다(McCabe and Bliss 2003).
또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함으로 내가 누구였고 무엇을 하였고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에 대
해서 잊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성찰하면서 나에 대한 해석 즉, 정체성을 표현하도록 한다
(McCabe and Bliss 2003).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narrative)한다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과정이기에
(Ricoeur 2010) 일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표현하며 전달하고자 하는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다(신동일 2009).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고 또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게 된다(신동일, 김나희, 유주연 2006). 이렇게 이
야기를 전하는 화자의 입장 그리고 듣는 청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는 다시 새롭게 해석되고
성찰되며 소통과 감동의 영향력을 주기도 한다.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혹은 다
시 이야기하는 내러티브 구술 활동을 통하여 형성되는 정체성을 내러티브 정체성 또는 서사
적 정체성이라 한다(Ricoeur 2010).
이야기를 통하여 스스로 성찰하는 경험을 할 수 있기에 긍정적인 정체성 확립을 위해 내
러티브 정체성 교육은 저널쓰기와 같은 글쓰기 교육을 통해 주로 이루어진다(박인서, 김승
재 2016). 성찰적 글쓰기는 일상의 경험들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관찰하며 그것을 글쓰기
를 통한 반성적 사고로 구체화된다. 삶의 현장 속에서 자기관찰, 자기성찰을 통한 문제의식
을 제공하며 자신의 정체성 문제를 바라보며 궁극적으로는 긍정적 정체성 형성과 성장의 추
구로 연결되기도 한다(신동일, 김나희, 유주연 2006). 하지만 내러티브 구술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언어로 경험을 성찰하며 긍정적 언어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는 내러티브 정체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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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적용사례는 미비한 편이다. 일반적으로 내러티브 구술교육은 언어치료를 위하여 아동 및
어린이 학습자의 내러티브 구술능력(narrative ability)을 평가한 후, 그 결손을 보충하고 향
상시키기 위한 목표로 기획(Hayward and Schneider 2000, Petersen 2011, Spencer and
Slocum 2010)되기에 내러티브 구술의 성찰적 활동보다는 언어 능숙도 향상 여부에 집중된
다. 그러나 한국인 성인 영어 학습자(수험자)에게 암기된 언어가 아닌 서사구조에 따라 처
음부터 끝까지 주도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서술하게 하는 내러티브 구술 교육 적용 시 내러
티브 구술 능력 뿐 만 아니라 한국인 성인 영어 학습자(수험자)의 영어 내러티브 구술 활동
에 관한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감정, 생각, 목표, 열정, 의도 등과 같은 내러티브 정체성의
성찰적 반응들은 한국의 고부담 언어시험 준비 맥락에서 탐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
구는 그림 3에 제시된 선행연구를 보완하여 학습자 내러티브 정체성을 그림 1과 그림 2의
Stein과 Glenn(1979)의 내러티브 발단 단계 및 구성요소 모형을 사용하여 내러티브 언어와
성찰적 반응으로 이해하며 탐색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현장과 참여자
본 연구 현장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학문후속세대(박사후국내연수)지원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의 영어시험준비교육 사례연구” 프로젝트로 글로벌 기
업 A는 직원들의 언어시험 준비 및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어학 레벨에 따른 외국어교
육과정을 사내 정규어학교육에서 운영하고 있다. 연 4 학기로 진행되며 한 학기당 총 8주간
주 2회(한 회당 2시간, 총 16차시)의 외국어교육(영어, 중국어, 일어 및 한국어)이 어학 등
급(기초, 중급, 중고급, 고급)에 따라 진행되고 있었다. 수강신청은 정해진 기간 동안 사내
직원전용 웹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수업 개설은 최초인원 8명부터 마감 인원은 12명이다. 사
내어학교육 정식절차에 따라서 본 수업은 중급 레벨(OPIc IM1-IM2)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영어 말하기 스토리텔링 수업으로 연구 현장에 처음 개설되었으며 본 연구자는 직접 교사로
참여하였다. 기간은 2018년 2월 22일부터 4월 17일까지 총 8주 동안 매주 2회 수업(총 16
차시 수업)으로 화요일과 목요일 각각 2시간씩 시행되었다. 본 연구 참여자는 7명으로 영어
말하기 능숙도는 OPIc IM2 중급 레벨이며 연령대는 20대 후반에서 40대로 다양하게 분포
되어있다. 글로벌 기업 환경 상 구체적인 개인정보는 참여자 요청으로 공개될 수 없다.
3.2 실행연구계획
실행연구는 연구자가 직접 현장에 개입하여 문제 원인 발견, 개선과 대안을 찾아 다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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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계획-실행-관찰-성찰의 반복 순환적인 방법이다(Kemmis and McTaggart 1988).
교육현장에서는 프로그램 개선 혹은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자 혹은 교사가 교실수업의 문제
를 진단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한다. 이후 수업참여관찰, 학생면담, 설
문조사 등과 같은 자료를 수집하여 실행에 대한 관찰 및 성찰을 실시한다. 새로운 문제가
발견되면 다시 앞의 절차가 반복되며 이러한 순환적인 방법으로 연구자 혹은 교사는 프로그
램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학습자와 소통하는 수업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계획-실행-관찰-성찰의 순환적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3.2.1 수업 단계 및 계획
본 연구에서는 연구 현장인 글로벌 기업 A의 8주(총 16차시 수업) 사내어학과정에 맞추
어 그림 3에 제시된 영어 스토리텔링 교육과정(신동일 외 7인 2018)에서 모듈 1단계 및 2
단계를 실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기업의 고부담 언어 시험 준비 맥락에서 수업의 최종
목표는 이야기 구조에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학습자 주도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서술하는
영어 말하기이다. 교재는 글로벌 기업 맥락에서 영어 스토리텔링 교재(신동일, 김금선, 김나
희, Kim, Jacobson, 김주연 2018)로 기획되어 개발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수업
계획은 교재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수업 단계 및 계획
단계
오리엔테이션

단원(차시)
수업 소개(1)

모듈 1

Daily Activities(2, 3)
Actions of the
Characters(4, 5)
Sequence of Events(6, 7)
Causal Relationships(8, 9)

모듈 2

Story Structure(10, 11)
Story Retelling(12, 13)

주요 활동
수업 소개
Listing daily activities
Connecting daily dctivities
Describing Actions
Talking about the past experience
Making a list of the major
Story events
Learning the flow of the story
Creating a believable story
Talking about the cause and effect
What makes a story
Structuring a story
Practicing what makes a story 1&2

Instant Storytelling(14, 15)

Building a story 1&2

Personal Storytelling(16)

Exploring What makes a believable story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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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료수집과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에는 현장노트, 연구일지, 교사성찰일지, 실행 활동 과정의 녹
음, 학습자 면담, 설문지, 학습자 과제 등이 있다. 수업기간 동안 학습자 면담은 수업 전후
로 이루어졌고 면담을 통해서 수업에 관한 학습자 피드백이 수집되었다. 학습자 피드백은
다음 수업에 반영하였고 그들의 의견을 확인하였다. 수업관찰은 수업 이후에 바로 교사성찰
일지로 작성되었다. 연구 신뢰성(credibility)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장기간의 참여, 지속적
인 관찰 그리고 삼각망(triangulation)은 서로 연계되어(박종원 2006), 실행연구 절차와 함
께 순환적으로 진행되었다. 예를 들면 연구 질문을 중심으로 수업 관찰에서 나타난 학습자
내러티브 언어 및 내러티브 성찰적 반응들은 현장 노트, 연구자 및 교사 성찰일지 작성으로
구체화 되었으며 이는 다시 학습자 면담(개인, 집단)으로 확인되었다. 교육 기간 이후에도
참여자들의 영어 학습(혹은 시험 준비)에 관한 장기간의 참여와 관찰은 지속되었으며, 자료
분석 결과에 대한 문의, 확인, 면담, 연락 등으로 연구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자료 분
석은 Bryman(2004)의 질적 분석에 따라 녹음된 자료는 전사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를 중심
으로 워드 파일로 정리하였다. 여러 번 자료 내용을 읽으면서 수업 차시별로 실행연구의 계
획-실행-관찰-성찰의 반복 순환적인 방법(Kemmis and McTaggart 1988)에 따라서 각
단계를 분석하였다. 다시 읽으면서 연구 주제와 관련한 각 단계 별 수업 활동에서 나타난
중요한 단어, 구, 절 등을 중심으로 코딩하였다. 각 단계 실행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혹은 중
요하게 나타난 내러티브 구술 활동에 대한 학습자 영어 내러티브, 발화, 감정, 생각, 목표,
열정, 의도, 태도 등으로 범주화하였다. 다시 읽으면서 이전 단계에서 분류된 범주들을 내러
티브 정체성의 두 가지 범주, 1) 내러티브 언어 2) 내러티브 성찰적 반응으로 분류하며,
Stein과 Glenn(1979)의 내러티브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예를 들면, 모듈 1 실행 초반에서
나타난 내러티브 과업 활동에 대한 학습자 내러티브 언어는 ‘행동 연결(action sequence)
레벨’로 분석되었으며 ‘부담스러운 비언어적 전달’, ‘짜증나는 과제녹음 평가’, ‘적극적 그룹
활동모드’ ‘낯선 컴플레인 역할놀이’등은 내러티브 성찰적 반응으로 분석되었다.

4. 수정된 계획 및 프로그램 실행
4.1 교육 전 학습자 내러티브: 고부담 언어시험 준비 맥락
교육 시작 전 평가는 그림 3의 절차대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연구 현장인 사내 정규어학
프로그램 특징 상 교육 전 학습자 접근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오리엔테이션이 있는 1차시
수업 소개와 연계하여 개인 경험 서술 활동으로 계획을 수정하였다. 하지만 실제 오리엔테
이션에서는 교사(본 연구자)의 수업 소개 이후 학습자들은 수강목적을 이야기하며 수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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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궁금한 점들을 다양하게 질문하였으며 교사는 학습자들의 현재 상황, 수강 목적, 기대
를 듣고 답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결국 계획된 영어 개인 경험 서술 활동은 제한된 시
간으로 과제 하나로 짧게 실행되었다.
학습자들이 이전에 수강하였던 어학 프로그램들 대부분은 어학시험 준비반으로 주로 모범
답안암기가 요구되었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기존 어학시험 준비반과 본 수업의 차이에 대해
서 궁금해 하였다. 본 수업 소개 및 목표로 제시된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경험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적으로 이야기하는 영어 스토리텔링 학습에 관심이 높았으며 이것은 수강 목적
과도 관련이 있었다. 설문지에서 나타는 학습자들의 수강 목적은 ‘영어회화 실력향상’,
‘OPIc 시험 등급 취득’, ‘이전의 OPIc 준비 과정들이 외우는 것으로 재미가 없어서’, ‘유창성
강화 ’ 등으로 나타났다. 실제 수업에서의 발표, 관찰, 면담에서의 확인으로 수강목적을 정
리하면 대부분 기존의 어학 시험 준비에서 요구되는 모범답안 암기가 아닌 자신의 언어로
말하는 스토리텔링 학습을 통한 영어 말하기 능력과(혹은) 어학시험 등급 향상이었다. 영어
말하기 시험 등급 향상은 진급 및 인력 선발 등의 기회를 위한 필수 조건이기에 학습자들은
자신의 영어 능숙도 향상을 위한 올바른 학습법을 배우고 싶은 마음과 시험 점수 취득의 목
표를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동시에 갖고 있었다. 다음은 학습자 C의 수강 목적 설명이다.
학습자 C: 영어를 잘하면 당연히 시험도 잘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깐
사실, 약간, 영어를 한국어만큼 잘하는 사람들이 시험 준비를 달달 암기하고 그러지
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같이 오는 00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오픽을 들을까, 이거를 들
을까 하다가, 이제 전에 오픽 들어봤으니까, 이제 이거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온 거
였어요. 외우는 거 싫어하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시험 대비만으로 안 가고 여기로
온 거에요.
교사(연구자): 업무적으로 영어 사용은 어떠세요?
학습자 C: 업무적으로는 아직은 사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앞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해외 출장이나 업무미팅에서.
(2018. 2. 27. 수업활동)
학습자들은 업무에 따라서 간헐적으로 혹은 빈번하게 영어를 사용하거나 학습자 C처럼
현재 업무적으로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는 진급을 위해서
3년마다 영어 말하기 시험점수 등급을 갱신해야 되며 모범답안 암기로 일관되는 시험 준비
학습이 힘들고 성적 및 능숙도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를 반영하듯 오리엔
테이션에서 실시된 개인경험 서술 활동에서 나타난 학습자들의 내러티브 발단 단계(Stein
and Glenn 1979)는 주변 환경이나 일상을 단순히 묘사하는 레벨 1 묘사적 연결
(descriptive sequence) 혹은 시간 순서대로 사건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건의 인과 관
계는 언급되지 않는 레벨 2 행동 연결(action sequence)로 나타났다. 다음은 학습자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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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했던 개인경험 이야기이다.
In the past 7 years ago I did big mistake operating. So hundred ... was died. So I
have to report my team leader. I was very gloomy but uh …. this …. And I … uh
…. I drunken … but I … nowadays very well….
(2018. 2. 27. 수업활동)
학습자 D는 7년 전 회사에서 실수했던 경험을 간략하게 묘사 및 나열하였다. 구체적인
원인과 결과에 대한 서술은 생략되고 있다. 인상적인 것은 비언어적 전달력에서 학습자 D
뿐만 아니라 다른 학습자들도 작은 목소리로 조용히 이야기하였다. 수업 관찰과 동일하게
수업 발표와 면담에서도 학습자들은 영어 발화 시 제대로 말하고 있는 건지 혹시 틀리게 말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늘 불안하고 걱정스러워서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실제 연구 현
장에서 고부담 언어시험 준비 영향과 학습자 현재 상황, 발화 특징, 수강 목적 및 기대 등
이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단된 문제점을 정리하면, 내러티브 정체성의 내러
티브 언어는 초급 내러티브 구성력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러티브 성찰적 반응에서는 암기된
영어 구술에 익숙하다보니 즉흥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내러티브 구술 활동 자체
를 어색해했으며 이는 낮은 비언어적 전달력과 자신감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관찰된 사항들
은 이후 수업 실행 계획에 반영되었으며 몇 가지 사항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예를 들면, 교
사는 학습자들의 영어 말하기 자신감 향상을 위하여 학습자 주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발
화하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이며 이를 위해 학습자 발화 도중 교사의 개입 혹은 언어교정은
제한하기로 하였다. 또한 교사는 학습자들의 발화 기회 및 참여를 높이기 위해 칭찬과 격려
를 강화한다. 사용언어는 영어이며 학습자가 교사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어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4.2 모듈 1 실행: 활동 중심(action-based) 내러티브
교육 전 진단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모듈 1은 교재(신동일 외 5인 2018) 내용의 활동
중심(action

based)

내러티브를 목표로 총 4단계(Daily Activities, Actions of

the

Characters, Sequence of Events, Causal Relationships)로 계획 및 실행되었다. 주요활동은
개인에게 익숙한 일상생활과 과거 경험 등을 소재로 시간 순서 및 인과 관계에서 활동 동사
를 사용하여 말하는 학습이다. 모듈 1 수업은 총 8차시로 실행되었으며, 내러티브 과업 활
동에 따른 학습자 내러티브 언어 및 성찰적 반응에 대한 관찰과 교사성찰을 중심으로 보완
점을 파악하여 다음 차시 수업에 반영하였다. 다음 표 2는 모듈 1 수업 실행의 흐름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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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모듈 1 수업 실행
단원(차시)

Daily
Activities(2,4)

Actions of the
Characters(5,6)

Sequence of
Events(7)

Causal
Relationships(8,9)

학습자 내러티브 언어 및
성찰적 반응
자신의 하루 일과를 떠올리며
말하는 것에 “나의 일상을 영
Listing Daily Activities/ 어로 말해본 적이 없네요!”/
Connecting Daily Activities 활동 동사 사용 어려워함/비언
어적 전달(표정, 눈맞춤, 발화
자세 등)에 “부담스럽네요!”
과제 녹음 후 자기평가활동
Describing Actions/
에서 “I hate my voice.
Talking about the Past
When I hear my voice, I am
experience
짜증!”
Making a list of the major
Story Events/
짝, 개별활동 모드 보다는 그
Learning the Flow of the 룹 모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
Story
Creating a Believable
‘Making a complaint’에 “실제
Story/
이런 경험이 없어서 너무 어
Talking about the Cause
려운데요?”
and Effect
주요활동

보완점

활동 동사 활용
집중/비언어적 전달
력 연습
활동 목적을 명시
적으로 설명하며 자
신의 목소리에 적응
하도록 점진적 보완
그룹 활동모드
강화
리텔링 활동에서
새로운 상황에서
텔링하는 연습 보완

다음은 각 단원별 수업 실행 과정 및 학습자 내러티브 언어와 성찰적 반응이다.
4.2.1 활동 나열하기
모듈 1 초반 학습자들의 내러티브 양상은 행동 연결(action sequence) 레벨로 시간 순서
대로 간단한 활동들을 나열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은 어려워했으며, 인과
관계로 사건들을 연결하지 않았다. 따라서 모듈 1의 ‘Daily Activities’ 단계(2-4차시)는 의
식적으로 활동 동사를 사용하여 시간순서, 원인결과로 자신의 일상생활 활동들을 나열 및
연결하는 연습에 집중하였다. 예를 들면, 2차시에서 하루 일과가 시간 순서로 나열되어있는
‘The Daily Routine of People’을 읽고 다시 이야기하는 리텔링(re-telling) 활동을 하였다.
리텔링 활동 후, 자신의 하루 일과에 적용하여 시간 순서로 활동을 나열하는 ‘My daily
routine’ 연습을 하였다. 하지만 오늘 하루 무엇을 했는지 떠올리는 것 자체를 낯설어 하며
활동 동사를 사용하여 시간 순서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였다. 학습자 C의 반응
이다.
Actually today is not special. My week is the same. During the day I wake up 6
am and I am ready for my work, like a shower, take a, and then I got to my
work. I have breakfast in company as you know, my company offer many kind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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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ls. And I, in my office, I check the email and drink coffee. And I have
meeting with my coworkers. That’s all.
(2018. 2. 27. 수업활동)
확장된 일상 활동으로 'My Weekly Routine'에서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한 주간의
활동을 짧게 적은 후에 문장 형식으로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이 활동에서도 이전과 같이 자
신의 일상적 활동을 생각하며 활동 동사로 나열하는 것에 어려워하였다. 실제 발화에서도
구체적으로 활동을 묘사하기보다는 간단히 요약된 활동의 나열이었다. 다음은 학습자 D 발
화예시이다.
On Monday I check lot of emails after finished my work I go to gym and on
wednesday I have a meeting, Tuesday I get together with my coworkers on Friday
I almost um uh go to home, early go to home. Compared to another day, on
Saturday I watch movie on Sunday I go to church
(2018. 2. 27. 수업활동)
수업 마지막에는 과제로 주말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짧게 작문으로 작성하는 ‘My
Weekend' 를 제시하였다. 2차시 수업에서 관찰된 학습자 반응은 시간순서로 자신의 일상을
나열하기는 하였지만 적절한 활동 동사를 떠올리는 것에 어려워하며 간단하게 나열하는 정
도였다. 언어 능숙도 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학시험 준비로 모범답안 암기에 익숙해져 있기
에 학습자들은 자신의 일상을 떠올리며 설명하는 활동 자체를 생소해하였다. 따라서 다음
수업에서는 활동 동사 사용에 집중하여 시간순서와 원인결과로 자신의 하루 일과 활동들을
연결하여 서술하는 연습 강화로 보완하였다. 참고로 3차시 수업은 공휴일로 공결 처리되었
다.
4.2.2 활동 연결하기
4차시 주요활동은 ‘Connecting Daily Activities’로 하루 일과가 제시된 그림 카드를 사용
하여 시간 순서대로 그림에 적혀진 활동들을 말해보고 자신의 일상에 적용하여 말하는 활동
부터, 짝과 함께 그림 카드를 사용하여 ‘and then’ 및 ‘because’ 문장 형태로 활동 동사 중
심의 연습을 했다. 예를 들면, 제시된 그림카드로 활동 동사 사용 연습을 한 이후에는 자신
의 하루 일과에 적용하여 짝에게 말하는 ‘Virginia reel’ 활동을 하였다. 두 그룹으로 나뉘어
A 그룹에게 교사가 신호를 주면 A 그룹은 마주 보고 서 있는 B 그룹에게 자신의 하루 일
과를 ‘and then, because’를 사용하여 이야기한다. 그리고 교사가 다시 신호를 주면 이제는
맞은편 B 그룹이 마주 보고 있는 A 그룹에게 이야기한다. 이 활동은 반복적으로 자신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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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이야기하기에 발화 기회를 높이며 즉흥적 말하기 향상을 위해 추천된다(신동일 외 5
인 2018). 실제 적용에서는 마주 보며 서서 이야기하기에 언어적 전달뿐만 아니라 비언어
적 표현(예: 눈맞춤, 자세, 표정, 몸짓 등)이 잘 관찰되었다. 다음은 교사성찰일지이다.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서로 쳐다보지 않고 이야기를 한다. 발화자는 바닥을 보거나 옆을
보고 청자는 바닥을 보고 있다. 서로 쳐다보지 않으니 무표정하게 이야기한다. 서서 하
는 활동이다 보니 학습자의 제스쳐도 잘 관찰되었다. 한 손을 허리에 짚거나 손을 주머
니에 넣거나 팔짱을 끼거나, 옆으로 기울인 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2018. 3. 6. 교사 성찰일지)
전체적으로 학습자들은 서로 마주 보고 있으나 바닥을 보며 무표정하게 조용히 이야기하
거나 듣고 있었다. 교사는 관찰된 특징들을 언급하며 자연스럽게 서로 바라보며 소통하는
것을 시연하였다. 활동이 재개되었으며 학습자들의 목소리는 커지고 서로 바라보며 이야기
하기를 노력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비언어적 전달에 대해 “부담스럽네요” 하며 자주 웃었다.
그러나 활동이 반복됨에 따라 학습자들의 언어적/비언어적 전달력은 조금씩 향상되었다. 추
후 수업에서 비언어적 전달력의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수정 보완하기로 하였다. 지난
차시에 제시된 주말에 하는 일에 대해서 짧게 작성하는 ‘My Weekend' 과제는 한 명의 학
습자만 제출하였다. 사내어학과정의 과목은 비학점이다 보니 과제 실행은 현실적으로 어려
웠다. 따라서 이후 수업에서 과제 제시보다는 수업 실행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4.2.3 활동 동사로 사건 구성하기
5-6차시는 Actions of the Characters 단계로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활동 동사 사
용을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하는 연습이다. 예를 들면, 5차시에서 교사는 그룹 활동으로 활
동 동사(action verbs)그림 카드를 제공하고, 학습자가 카드 하나를 선택한 후에 나머지 학
습자들은 그 단어의 의미를 맞출 수 있도록 그 활동 동사를 묘사하여 설명하는 ‘Guess My
Action Verb’를 하였다. 이후에는 활동 동사 그림카드 선택 후 ‘because’를 사용하여 카드에
적힌 활동을 한 이유를 문장형식으로 말하는 연습을 하였다. 활동 후에는 ‘Recording My
Daily Routine’으로 활동 동사를 사용하여 자신의 하루 일과를 말해보고 녹음한 이후에 다
시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점검하도록 하였다. 모든 수업 활동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학
습자 A는 녹음 이후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 어색하고 싫고 불편하다고 하였다.
아래처럼 다른 학습자들도 같은 반응을 보였다.
학습자 A: I hate my voice. When I hear my voice, 짜증.
학습자 F: I don’t want to listen to my 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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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but listening to your voice is very important.
학습자 F: I know that is very, very important, but I hate my voice in English.
학습자 D: I don’t like my voice.
학습자 C; 그런데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목소리를 듣기 싫은데
(2018. 3. 8. 수업활동)
예상하지 못한 학습자들의 반응에 교사는 크게 당황해하였다. 본 차시부터 각 수업의 마
무리 활동은 자신의 말하기를 녹음하여 다시 들어보고, 추후에는 스토리텔링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평가하는 학습자 주도의 평가활동으로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은 교사 성찰
일지의 일부이다.
언어 능숙도 향상을 위하여 스토리텔링 학습에서는 반복적으로 자신의 음성을 듣고 전
사 및 자기평가 하는 것을 강조하지만 수업의 성인 학습자들에게는 이 부분의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학습자들 대부분 스스로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발음, 억
양 그리고 중간 중간 쉬면서 말하는 자신의 영어발화를 듣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거나
싫어하였다. 혹은 녹음 활동 자체를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었다.
(2018. 3. 8. 교사 성찰일지)
자신의 즉흥적 영어 말하기를 녹음하고 다시 들어보는 평가 활동은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자신의 발화 특징을 알고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기에 언어 능숙도 향상을 위하여 추천된다
(신동일 2010). 그러나 수업의 성인 중급 영어 학습자들의 경우 이전의 어학시험 준비반에
서 모범답안 암기 후 정확하게 답안대로 말하는 것을 녹음하고 점검하는 활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 실시된 모범답안 암기가 아닌 즉흥적 말하기 녹음 및
다시 듣기 활동 자체를 불편해하거나 정확하고 막힘없이 유창하게 말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자신의 실제 영어 내러티브가 아닌 시험 준비에서 요구되는 정확한 표현의 내러티
브에 익숙하다보니 즉흥적 발화 활동 녹음은 불편한 시간이 되었다. 영어 말하기를 녹음하
면서 원하는 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녹음 후 듣기를 통해서 재확인하는 익
숙하지만 낯선 활동으로 반응하였다. 따라서 학습자가 자신의 내러티브 발화 특징을 수업에
서 명시적으로 학습한 내용으로만 향상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로
보완하였다. 즉, 녹음 후 자신의 목소리 듣기가 아닌, 학습한 요소의 포함 유무로 명시적으
로 제시하여 학습 효과를 확인하도록 수정하였다.
6차시 수업에서는 과거 경험 말하기(Talking about the Past experience) 활동을 하였다.
가족여행에 관한 4컷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먼저 추측하도록 하였다. 그 후, 큰 소리로
다 같이 텍스트를 읽은 후, 짝에게 다시 말하기 활동을 하였다. 소그룹 활동으로 ‘Story
circle’을 하였는데, 4컷의 그림카드 중 하나를 각각 선택하여 그림 순서대로 자신이 선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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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카드를 묘사하며 소그룹이 전체 이야기를 다시 말하며 완성하는 활동이었다. 연습 후,
교실 앞으로 나와서 그룹발표를 하였다. 다음은 그룹 발표 예시이다.
학습자 G: ok this is a picture. This is not our family. This family went to
vacation last year. This father was late. Therefore so this family check in the
hotel very late. So, they receive the key from the front in the hotel. Nowadays
standing on the in front of the room.
학습자 C: And then the father opened the door and the father opened the door,
there were two girls. He, he very surprised and two girls also. There was very
terrible to them and his family. Because all of them very angry because the
hotel provided the one of key
학습자 F: So this father went to the front, he insisted his inconvenience. So this
father received another key. They found another room. So they opened the door
and they went into the room they found one single bed, and two double bed.
They were four family so bed was not enough
학습자 B: As soon as they fell into sleep, the fire alarm went off so they looked,
they went to safe area near hotel, they waited the, the alarm, they just waited
the time is fixed after they finally came back to hotel. The room was
(2018. 3. 13. 수업활동)
수업에서 사용된 학습자 말하기 활동 모드는 그룹 활동(group work), 짝 활동(pair
work), 개별 발표(individual presentation)로 총 3가지로 구성되었다. 이 중, 학습자들이 가
장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활동 모드는 그룹 활동이었다. 이것은 학습자들의 업무
환경에서 익숙한 팀 프로젝트와도 연관이 있었다. 팀워크가 강조되는 업무 환경의 특징 상
서로 협력하여 함께 하나의 스토리를 완성하는 활동에서 참여도가 높았다. 이러한 학습자
반응에 따라 새로운 활동에서 그룹 활동 모드를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4.2.4 시간 순서대로 사건 연결하기
7차시는 Sequence of Events 활동으로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연결하는 연습을 하였다.
예를 들어, 짝 활동으로 “There is something extraordinary happened last summer”라는
문장이 학습자에게 제시되고, 활동 동사가 적힌 카드를 선택한 후, 적혀진 활동 동사들을
사용하여 사건을 만들어보도록 하였다. 이후 자신의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 경험에 적용하
여 “Something happened last vacation.” 구문을 첫 문장으로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짝 활동
이후에는 녹음과제로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 이야기를 녹음하도록 하였다. 8차시 Cau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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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s에서는 인과 관계를 생각하며 사건을 구성해보도록 했다. 주요활동은 Creating
a Believable Story로 인과 관계에 집중하면서 믿을 법한 이야기를 구성하는 연습이었다.
예를 들어, ‘Perfect match’ 활동에서 수업 참여자들은 표로 주어진 남녀의 프로파일들을 보
면서 어떤 남녀가 커플로 맺어져야 되는지 혹은 아닌지를 ‘because’를 사용하여 문장들의
인과 관계를 연습하였다. 커플 매칭 후에는 선택한 한 커플의 첫 번째 데이트에 대해서 가
상으로 이야기를 구성하였다.
주요활동으로 Talking about the Cause and Effect를 실행하였는데,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Making a complaint’를 인과관계로 서술하는 연습을 하였다. 교재 내용대로 컴플
레인하는 단계별 과정을 학습자들이 숙지한 후에 교사는 주인공이 마트에서 산 주스를 컴플
레인하는 과정이 묘사된 읽기 자료를 제시하며 학습자들이 읽도록 하였다. 이후 읽기 자료
가 요약된 컴플레인 과정이 정리된 표의 빈칸을 채우도록 하며 짝과 함께 역할놀이로 고객
과 마트 매니저 역할로 나뉘어서 인과관계 중심으로 내용을 다시 구성하도록 연습하였다.
하지만, 학습자들은 컴플레인하는 역할놀이를 어려워하였다. 다음은 학습자 B의 반응예시이
다.
학습자 B: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잘 모르겠다(웃으며). 5천원이 제
일 싼 거 같진 않은데요.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샵매니저 입장에서. 서
비스업 하면 안 되겠어요. 보통 컴플레인하는 입장인데(학습자 B 실제 업무 환경에

서).
(2018. 3. 20. 수업활동)
활동 시행 전 컴플레인 단계별 과정 및 방법과 표현 등을 숙지한 이후에 역할놀이로 재구
성하는 활동이었기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하지만 역할놀이가 시작되어도
학습자들은 서로 웃기만 할 뿐 어색해하며 쑥스러워하였다. 특히, 학습자 B는 업무상으로
영어로 컴플레인하는 입장인데 여기서는 컴플레인 받는 마트 매니저 역할이 굉장히 어색하
다고 하였다. 다음은 교사 성찰일지이다.
컴플레인 역할놀이에 학습자들은 한동안 서로 시작하지 못하고 조용히 있었다. 지난 시
간에 그룹 리텔링 활동 때와는 사뭇 다른 반응이었다. 활동 전 컴플레인하는 방법을 단
계별로 충분히 설명하고 숙지했다고 생각했는데, 역할놀이에서 다들 조용히, 차분히, 예
의 바르게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다. 특히, 학습자 B는 컴플레인하는 업무에 있
다 보니 반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 낯선 역할과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자주 물어보기도 하였다.
(2018. 3. 20. 교사성찰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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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학습자 반응에 따라 여러 컴플레인 상황들이 구체적으로 정리된 표를 제시한 후,
그 중에서 상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전에는 하나의 상황만 제시되었다면 이제는
학습자들이 익숙하거나 원하는 상황을 선택할 수 있기에 활동은 다시 진행되었다. 학습자들
은 이야기 주제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거나 현실성이 부족하거나 공감되지 않으면 이야기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모듈 2 시작은 모듈 1에서 관찰된 학습자들이 친숙하고 익
숙하게 여기는 주제로 내러티브 구술 활동을 실행하는 것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정리하면 모듈 1 실행에서 내러티브 구술활동에 따른 학습자 내러티브 정체성 양상은 고
부담 언어시험 준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학습자들은 기존에 팽배해 있는 모
범답안암기를 벗어나 자신의 언어로 이야기 하고 싶은 학습 동기가 높았다. 하지만 개인 경
험구술 활동에서는 오랜 기간 모범답안 암기에 익숙해져 있어서 간단하게 일상적 활동들을
서술하는 것을 어려워하였다. 직접적으로 서로 마주 보며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상황에서는
비언어적 전달을 학습해본 적이 없어서 낯설어하였다. 자신의 영어 발화를 녹음하여 다시
듣는 활동에서는 자신의 목소리 듣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였다. 컴플레인 역할놀이처럼 일상
적이지만 즉흥적으로 자신의 생각, 의견, 감정 등을 시간순서 및 인과관계로 표현해야 하는
활동에서는 어려워하였다. 반면, 활동 모드에 있어서는 그룹 혹은 팀으로 함께 하나의 이야
기를 완성하는 활동에서 학습자들은 과제 수행력이 높았다. 모듈 1에서 관찰된 학습자들의
내러티브 정체성 특징은 다음의 모듈 2 실행에 적용하여 보완하였다.
4.3 모듈 2 실행: 서사 중심(story structure-based) 내러티브
모듈 2의 당초 계획은 앞서 제시한 표 1처럼 리텔링 활동에 비중을 두어 텍스트 중심으
로 서사 구조가 분명한 글을 읽고 요약하거나 다시 말하는 학습 이후 개인 경험 이야기 단
계로 진행하는 순서였다. 그러나 모듈 1 실행과정에서 학습자들은 고부담 언어시험 준비 영
향으로 텍스트를 읽은 후에 다시 말하는 리텔링 활동 시 텍스트를 암기해서 틀리지 않고 그
대로 이야기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모듈 2에서는 텍스트 의존도를 낮추고 서사구조 중
심의 개인 경험 서술 목표를 위해 단계별 내러티브 구조학습(Petersen 2011, Spencer and
Slocum 2010)을 추가적으로 적용하였다. 예를 들면, 수업 활동을 그림과 스토리 문법요소
가 적힌 카드(story grammar cue cards)를 사용한 리텔링 활동에서 시작하여 관련 개인 경
험 서술로 연계하였다(Spencer and Slocum 2010). 다음은 모듈 2 실행의 내러티브 과업
활동에 대한 학습자 내러티브 언어와 성찰적 반응이다.
4.3.1 리텔링(Retelling) 활동
모듈 2가 시작되는 9차시에서는 모듈 1에서 사용한 ‘가족여행’ 텍스트와 스토리 그림을
서사 구조가 명시적으로 드러나도록 내용과 그림을 수정하여 아래 그림 4와 같이 제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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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듈 1에서 관찰된 학습자들의 텍스트 의존도를 낮추고 모듈 2 수업 목표인 서사구조
중심의 스토리텔링 학습을 위하여 학습자들이 이미 익숙한 내용으로 시작한 것이다. 교사는
스토리 문법 요소 카드(story grammar cue cards)를 해당 그림에 붙이며 이야기를 읽어준
다.

그림 4. 실제 사용된 가족여행 그림
이후, 학습자는 텍스트를 읽고 내용을 이해한 후, 그룹 리텔링 활동을 시작하였다. 각 그
룹에 해당 그림과 스토리 요소 카드가 주어졌으며 학습자들은 한 장의 스토리 요소 카드를
선택한 후, 스토리 순서대로 카드에 적힌 스토리 요소에 해당하는 그림에 카드를 붙이며 리
텔링을 하였다. 학습자 모두가 스토리 요소 카드를 다 사용할 때까지 그룹이 하나의 이야기
를 다시 말하는 활동은 반복되었다. 활동 초반에 학습자들은 서사구조 중심으로 이야기를
구성해야 하는 활동 목표와는 다르게 텍스트에 의존하여 읽었던 내용을 기억해서 틀리지 않
고 말하느라 발화 속도는 느려지고, 중간 중간 끊김이 있었다. 다음은 학습자 A의 반응이
다.
It is not easy to make a story. I really tried to bring my memory from the
reading text. But I couldn’t remember the reading text. 암기한 오픽 스크립 기억 안
나서 답답한 것처럼.
(2018. 3. 22. 리텔링 활동)
여전히 학습자들은 리텔링 활동을 시험 준비에서 경험한 모범답안 암기처럼 틀리지 않고
말하는 것으로 반응하였다. 이에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주어진 스토리 요소 카드를 사용하여
그룹 리텔링 진행을 도왔다. 다음은 그룹 리텔링 활동 발화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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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D: Hello? I am tom, my family was 4 people, 4 persons. When I went to
go to last vacation in Jeju, 끝났는데요?
교사: Ok, please put the card on the picture.
학습자 D: Not ending story, my father’ job is a police man
교사: Oh, good! very good information!
학습자 D: HaHa(웃으며)
학습자 B: One day we arrived at the hotel, quite late and my father got the room
key from the information desk, and then he went to up to the room, um…
교사: Problem?
학습자 B: When, uh, when he, when we opened the hotel room, we found that
there is only room is too small is 4 people, there are only one double bed and
one single bed, uh, and then when we settled, the fire alarm start to ring
because it is noisy so, we couldn’t uh, we couldn’t sleep and for hours and then
uh, the fire alarm was off, uh finally we slept uh, the bed was not enough, I
slept on the floor.
(2018. 3. 22. 수업활동)
학습자 D는 선택한 스토리 요소 카드에 해당하는 그림 컷을 리텔링 한 이후에 교사 지원
으로 그림에 카드를 놓으며 등장인물의 정보를 추가하였다. 그 후 학습자 B는 다음 그림 컷
에 관한 리텔링을 하였고 중간에 머뭇거리자 교사는 스토리 요소 카드에 적힌 “problem?”을
언급하며 학습자가 발화해야 하는 스토리 요소를 상기시켰다. 바로 학습자 B는 해당 요소
리텔링을 지속하였다. 교사는 학습자의 적극적 참여에 칭찬으로 격려하였다. 리텔링 활동이
반복됨에 따라 학습자들은 초반의 긴장된 모습과는 다르게 스토리 구조 중심으로 활동을 지
속하였다.
이전 단계에서 스토리 요소 별로 그룹 리텔링 활동을 했다면 이제는 짝에게 처음부터 끝
까지 전체 스토리를 그림과 카드를 이용하여 다시 말하는 활동을 하였다. 여기서도 강조한
것은 텍스트 내용 그대로 기억에 의존하여 똑같이 말하는 것이 아닌 그림을 보면서 스토리
요소 순서대로 서사구조 중심의 이야기 구성이었다. 이후 리텔링 단계의 마지막 활동으로
스토리 요소 카드 혹은 그림만을 사용하여 전체 스토리를 구성하도록 연습하였다. 다음은
학습자 E 발화예시이다.
학습자 E: I am Tom. I visit my family, I visit Jeju island with my family last
summer vacation. One day, my family it happened in the hotel, my family go to
the our hotel, my father gave the key in the hotel front and he went up the
room and then the room is, the room was very small and there were just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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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bed, there were just 2 beds, one single bed and one double bed. And then
unfortunately alarm was fire for 4 hours, so we can’t, we couldn’t sleep, so I
was very, my family and I was very angry, so we decided to complain. Next
day my father went to the front, he said, “we, my family is four but the room
has just, just one small bed, one double bed and, and the fire alarm was, fire
alarm ring all day so we couldn’t sleep at all. I am so, I am really dissatisfied
with the hotel”, so and then finally the hotel apologised to my father we, we
can get a refund, got refund, so I feel my father is awesome. The end.
(2018. 3. 27. 수업활동)
학습자 E는 스토리 요소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그림만으로 리텔링을 하였으며 초반과 다
르게 본 발화에서는 스토리 요소들이 시간 및 인과순서로 다 포함되었다. 예를 들면, 첫 문
장에 중심인물, 장소, 시간에 대한 1) 배경(setting) 정보가 제시되며 2) 도입 사건
(initiating events)에서는 호텔에서 발생했던 사건들을 서술하고 있다. 사건에 대해 “I was
very angry”로 등장인물의 3) 내적 반응(internal responses)을 표현했으며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등장인물의 4) 계획(plan)은 “so we decided to complain angry”로 5) 시도
(attempts)는 “Next day my father went to the front”로 시작하며 직접 인용 대화문으로
감정표현까지 하였다. 6) 결과(consequences)는 “then finally the hotel apologised to my
father we, we can get a refund, got refund”로 마지막 7) 반응(reactions)은 “so I feel
my father is awesome”으로 결과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며 “The end”로 이야기를 마무리
하였다. 특히, 명시적으로 수업 시간에 학습했던 직접 인용, 감정 표현 그리고 이야기가 시
작될 때 사용하는 “one day”와 마무리에서 사용하는 “the end”까지도 포함시켰다. 처음 리
텔링 발화와 비교 시 본 단계에서 학습자 E는 스토리 요소 및 학습했던 내용들을 포함시키
며 서사구조 중심의 리텔링을 수행하였다.
4.3.2 개인 경험 서술(Personal storytelling) 활동
단계별 리텔링 활동 후, 개인 경험 서술 단계로 진입하였다. 리텔링 활동 시 사용했던 텍
스트 주제와 연계하여 학습자에게 “Has something like that ever happened to you?”라는
질문이 제시된다. 이후 학습자는 스토리 요소 카드를 사용하여 개인 경험 이야기를 하였다.
모듈 1에서 관찰된 것처럼 학습자들은 관련 주제에 맞는 경험을 기억하느라 시간 소요가
컸다. 혹은 관련 경험이 없기에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있었다. 아래는 학습자 D와의
대화 예시이다.
교사: Has something like that ever happened 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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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D: no
교사: you never made any complaint?
학습자 D: I never
교사: really? Even in Korean?
학습자 D: no, 딱히 컴플레인 없는데, 한국에서는 물건 같은 거 있긴 한데, 호텔에서는
딱히 없는데,
교사: ok, when you are ready, just let me know that.
학습자 D: 생각났는데, 한국말로도 말하기 어려운데요.
(2018. 3. 29. 수업활동)
모듈 1에서의 역할놀이 반응처럼 모듈 2의 개인 경험 서술 활동에서도 대부분 “그런 경
험 없어요”라고 반응하였다. 다양한 주제와 상황들이 제시되고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이 적
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교사는 개인 경험 이야기 활동 시 리텔링에서 사용한 텍스트
주제로만 한정하지 않았고 질문 리스트를 3-4가지로 확장해서 그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른 학습자의 경우에는 여전히 시험 준비에서의 모범답안 암기가 익숙해서 즉흥적
말하기가 낯설고 불안하다고 하였다. 또한 미리 자신의 답안을 준비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음은 다양한 학습자 반응에 대한 교사 성찰이다.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경험한다. 문헌에서 강조되는 개인 경험 서술 활동의 강점과 다
르게 수업에서의 성인 한국인 영어 학습자(수험자)들은 이 활동을 가장 어려워하고 있
다. 한국어로도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한다. 거기다가 서사구
조 중심의 구술교육은 처음 배우는 것이고 시험 준비의 모범답안 암기에 익숙해져 있기
도 하다. 주도적인 내러티브 정체성 형성에서 중요한 건 자신의 경험을 성찰, 재해석,
재구성하며 나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건강한 언어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인데 ... 어
떻게 해야될지 ... 계속 고민이다.
(2018. 3. 29. 교사성찰일지)
내러티브 구술 활동에서 개인 경험 서술은 자료 기억을 요구하는 리텔링 활동이나 상상력
을 요구하는 스토리 창작(story generation)에 비해서 덜 부담스럽고 자연스러운 형태의 구
술활동으로 추천된다(McCabe and Bliss 2003). 하지만 본 수업의 성인 한국인 학습자에게
적용 시 대부분 개인 경험 서술을 가장 부담스러워 하였다. 서사구조에 따라서 이야기하거
나 경험을 성찰하여 재구성하는 내러티브 구술활동 및 교육이 처음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
다. 학습자들은 개인 경험을 성찰하여 구술로 표현하는 활동에 익숙하지 않기에 우선은 리
텔링 활동에 집중하여 서사구조 중심으로 발화를 충분히 연습한 후에 관련 주제를 확장하여
친숙한 소재로 개인 경험 서술을 하도록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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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간략한 에피소드(abbreviated episode) 구성
리텔링 및 개인 경험 서술 활동이 반복됨에 따라 점차 변화의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
다. 모듈 2 후반부에 나타난 학습자 발화의 변화 양상은 서사구조 중심의 간략한 에피소드
(abbreviated episode)가 등장하는 내러티브 단계의 진입이었다. 즉, 인물의 행동이 목표지
향성을 갖고 사건과 결말 또는 인물의 내적 반응과 결말이 모두 언급된다. 언어 능숙도 측
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보인 학습자 B는 모듈 2 후반에서 거의 모든 스토리 요소들
을 포함하여 서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발화시간에서도 학습 초반의 2-3분 미만에서 모듈 2
후반부에서는 5분 이상의 발화를 지속하였다. 예를 들면, 10년 전 런던에서 경험했던 취업
인터뷰 에피소드에서 첫 문장에 중심인물, 장소, 시간에 대한 배경(setting)정보로 “My
name is 000, it was, when I was in London, more than 10 years ago, to study English.
At that time, I was looking for a job”이 제시되었다. 서사구조의 처음-시작-끝에서 중간
파트인 도입 사건(initiating events), 내적 반응(internal responses), 계획(plan), 시도
(attempts)에서는 활동 동사들을 다양하게 사용하며 런던에서 일어난 테러로 인하여 버스
가 멈췄고 버스 기사는 승객들에게 내리라고 안내하고 인터뷰 시간이 촉박하여 학습자는 달
렸다는 내용이 비중 있게 구성되었다. 제한된 지면상 일부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학습자 B: (중략)... the bus driver said he couldn’t go into zone 1 in the centre of
London so everyone has to uh, get off the bus, so I also got off and then
actually that time I was just around 13 minutes for the job interview, there was
no way to get some taxis or something else, so I just ran to the Harrot
department store, it was quite far away, I just ran and actually the time for
appointment was 9 am. Then I fortunately uh, went to the destination just on
time.
(2018. 4. 17. 학습자 발화)
대부분의 중급 학습자들이 서두의 배경 설명에 집중하느라 사건이 일어난 중간 부분을
소홀히 하며 간략하게 요약하며 서술하는 것과 다르게 학습자 B는 처음-중간-끝의 서사구
조에 따라 거의 모든 요소들을 포함시키며 구체적인 활동 중심으로 묘사하였다. 결과에 대
한 반응(reactions)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던 자신의 생각을 아래와 같이 인과관계 속에
서 표현하며 학습한 “the end”로 이야기를 마무리하였다.
학습자 B: I think that time even though it was quite, quite busy and uh, there
were some, some particular accidents I gave them the, the document so on time
so they uh thought some positive thinking for me, about me. So, I could start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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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that’s all. The end.
(2018. 4. 17. 학습자 발화)
수업 후반부의 변화 양상은 서사구조 중심의 내러티브 구술능력뿐만 아니라 내러티브 구
술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자신감 향상으로 업무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용한 사례도 있었다.
예를 들면, 학습자 A는 모듈 2 전반부에 즉흥적 말하기가 어려워 미리 작성한 내용 암기로
개인경험 서술을 하였다. 그러나 성실하게 모든 수업 활동을 수행하면서 모듈 2 중반부에서
는 즉흥적으로 개인 경험 서술을 시작하였고 후반부에서는 자신의 영어 사용 업무 환경에
영어 자기소개 및 개인발표를 시도하였다. 이후 수업에서 자신의 도전에 대한 멋진 개인 경
험으로 서술하였다. 다음은 학습자 A 발화이다.
I have the wonderful experience last Friday. Um, there are lot of equipment in our
fab. We had periodical technical meeting. Uh, last Friday, there was a research
meeting, which is American equipment manufacturer. before that meeting, when I
meet foreign company, I use Korean, but that day, there is a lot of people, 30 and
40, and research people 20, AA company people was 20. Originally, at that time, I
used English, I seat center, center of seat, introduced start left, I was fourth, first
he use Korean, second, third, also, Korean, fourth, my turn, I say, “hello,
everyone, let me introduce myself, I am 000. I work in h1 site, 00line, I

produce

Dram. I am glad to see you. Today meeting I think, I hope today meeting is good
meeting. I have some problem about your company equipment issues, so I prepare
PPT”, so after me, they all use English, that day I think, the first day when I
meet foreign company, it was the first day to use English, so, it was unforgettable
wonderful experience. I used Korean for 20 years, but for the first time I had 10
minutes PPT in English that day.
(2018. 4. 10. 수업활동)
학습자 A는 입사 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외국인들과의 회의에서 영어로 자기소개 및 개
인발표를 한 최근의 특별한 경험을 즉흥적으로 서술하였다.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회의 초
반의 자기소개 시간에 학습자 A는 4번째 의자에 앉아있었고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한
국어로 자기소개를 했지만 자신은 영어로 소개했으며 그 내용을 직접 인용으로 감정표현까
지 곁들여 서술하였다. 학습자 A의 영어 자기소개 이후 뒤에 앉아있었던 사람들도 영어로
자기소개를 시도했다. 미팅 중간에는 학습자 A만 준비한 10분 동안의 영어 발표까지 하였
다. 회사생활 20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 회의에서 영어 자기소개와 발표 경험은 학습자 A에
게 있어서 영어 말하기에 대한 큰 도전이고 변화였다. 영어 발표는 학습자 A가 자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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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여 실행한 것이다. 이전의 학습 상담에서 학습자 A는 업무회의에서 보통은 통역사가
배치되어 있기에 한국어를 사용하지만 자신의 감정 및 의사 표현을 직접 영어로 표현하고
싶다고 하였다. 하지만 업무회의 환경에서 실수하지 않고 정확한 표현으로 영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심적 부담이 크다 보니 자기소개와 같은 간단한 영어도 시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였다. 또한 어학시험을 준비하면서 모범답안암기를 지속하다보니 정확한 문법과 표현으로
영어를 구사해야 한다는 영어 말하기인식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본 수업의 학습목표인 자신
의 언어로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적으로 이야기하는 내러티브 구술 학습을
수행하면서 기존의 정확한 문법과 어휘로 영어를 해야된다는 인식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특히, 학습자 A는 내러티브 구조 학습에서 스토리 요소 카드를 사용한 요소별 학습이 논리
적 이야기 서술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하였다. 스토리 요소 중 등장인물의 감정, 생각, 목표,
열정, 의도 등에 관한 내적 반응(internal responses)은 평소 자신의 생각, 감정을 영어로
표현하고 싶어하는 동기와 부합되며 이러한 서사구조 중심의 학습으로 인하여 자신감을 갖
고 용기 내어 업무환경에 적용했음을 설명하였다.
정리하면 교육 초반에 관찰된 내러티브 정체성 즉, 내러티브 언어와 성찰적 반응을 중심
으로 프로그램 실행에서 개선된 점은 다음과 같다. 교육 초반의 내러티브 언어는 초급단계
로 주변 환경이나 일상을 단순히 묘사하는 레벨 1 묘사적 연결(descriptive sequence) 혹은
사건의 인과 관계는 언급되지 않는 레벨 2 행동 연결(action sequence)로 나타났다. 또한
내러티브 성찰적 반응에서는 즉흥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낮은
비언어적 전달력과 부족한 자신감을 보였다. 모듈 1 실행 과정에서도 여전히 암기된 언어가
아닌 즉흥적으로 자신의 일상을 구술하는 활동에서 어려워하였다. 그러나 학습 중반을 지나
모듈 2 실행이 지속되면서 그룹 혹은 팀으로 함께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하는 활동에서 학
습자들의 과제 수행력은 향상되었으며 이는 비언어적 전달력, 자신감, 개인 경험 서술 활동
모드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추가적으로 교육 전 오리엔테이션 이후에 수정한 교사의 역
할도 현장 문제 개선에 도움을 주었다. 즉, 학습자들의 영어 말하기 자신감 향상을 위하여
학습자 주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발화하도록 교사의 언어교정은 제한하고 강화된 칭찬과
격려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교육 후반부에서 참여자들은 서사구조 중심의 내러티브
학습을 통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였으며 교육 초반과 다
르게 내러티브 언어는 에피소드 구성단계에 진입하였으며 내러티브 성찰적 반응에서는 영어
말하기 인식 변화, 자신감 향상 및 업무 환경에의 적용시도가 본 수업의 효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프로그램 실행에서 개선되지 않은 사항은 자기평가활동과 관련하여 몇몇 학습자들은
자신의 녹음된 발화를 들으며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계속 불편해하였으며 수업 이후의 자기
주도평가 학습으로 연계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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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러티브 정체성 관점의 영어 구술 교육
본 연구는 후속 내러티브 정체성 관점의 영어 구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탐색연구로 제
한점들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개선을 위하여 수정 보완해
야 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 실행 전 학습자 내러티브 정체성을 1) 내러티브
언어, 2) 내러티브 활동에 관한 성찰적 반응 자료들을 수집하여 분석한다. 이를 위해 오리
엔테이션이 있는 첫 날에 학습자 요구분석으로 교사의 수업 소개 이후 학습자들의 수강 목
적, 기대, 현재 영어 말하기 학습 상황 등에 대한 내용으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한 후, 질
문과 응답의 시간을 갖는다. 내러티브 발화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개인 경험 이야기 과제를
사용하여 수업 활동의 일부로 진행한다. 예를 들면, 과거에 있었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으
로 지난 주말에 한 일,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 행복했던 경험 등이 있다. 수집된 내러티브
정체성 자료는 Stein과 Glenn(1979)의 내러티브 발달 단계 및 성찰적 요소인 내러티브 반
응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교육 전 학습자들의 내러티브 정체성 특징들을 분석한 후, Stein과 Glenn(1979)의 스토
리 문법 요소를 사용하여 내가 언제, 왜 무엇을 하였고 어떻게 반응하며 무엇을 깨달았는가
와 같은 내러티브 정체성의 성찰적 요소(Ricoeur 2010) 중심의 단계별 구조학습으로 진행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3에 제시된 모듈 1과 2를 단계적으로 학습하였으나 후속 프로그
램 실행에서는 내러티브 정체성 교육으로 Stein과 Glenn(1979)의 스토리 문법(story
grammar)모형 중심으로 기획한다. 기존 내러티브 구술교육은 언어치료 목적으로 아동 및
어린이 학습자의 내러티브 구술능력(narrative ability)을 평가한 후, 그 결손을 보충하고 향
상시키기 위한 목표로 진행(Hayward and Schneider 2000, Spencer and Slocum 2010,
Petersen 2011)되기에 내러티브 단계별 학습의 성찰적 활동은 강조되지 않는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성인 영어 학습자(수험자)에게 적용 시, 언어 능숙도뿐만 아니
라 내러티브 성찰적 요소가 강조되어 개인 경험 서술 활동이 보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개인 경험 서술은 본 연구의 수업 목표 과업일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의 시험 준비
내용이기도 하지만 기존의 모범답안암기에 익숙하다 보니 시간 및 인과관계에서 자신의 일
상을 나열하거나 경험을 이야기하는 즉흥적 발화 활동을 어려워하였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자신의 일상에서부터 사건 혹은 문제에 대한 학습자의 감정, 생각, 목표, 열정, 의도 등과
같은 내러티브 정체성의 성찰적 요소 중심의 단계별 학습이 추후 프로그램 실행에서 고려되
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업 중 내러티브 과제 녹음을 학습자 성찰 활동으로 연계하여 수업
에서 명시적으로 학습한 요소 중심으로 수업 전후의 내러티브 향상도를 경험하도록 한다.
매 수업 종료 전에는 그룹 활동으로 내러티브 구술 활동에 대한 학습자 의견, 생각, 감정,
목표 등과 같은 학습 성찰을 그룹 저널쓰기로 구두 및 작문의 형태로 실시한다. 저널쓰기는
내러티브 정체성 교육에서 널리 사용되는 활동으로(박인서, 김승재 2016),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상황을 성찰하며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며(Nunan 1992) 교사는 학습자와 소통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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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다. 학습자 내러티브 정체성 관점의 내러티브 구술 교육이
기획 및 실행되어 영어 말하기(시험)에 대한 성인 한국인 학습자(수험자)의 복합적이고 다
면적인 자아상, 감정, 생각, 의견 등을 발견하고 이해하며 궁극적으로는 주체적인 내러티브
정체성 형성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6. 결론
본 연구는 기업의 고부담 언어시험 준비 맥락에서 영어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서 학습자 내러티브 정체성을 탐색하였다. 각 연구 질문에 따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총 16차시의 교육기간 동안 단계별 스토리텔링 학습(신동일 외 7인 2018)
의 모듈 1과 모듈 2가 실행되었다. 모듈 1에서는 활동 중심(action based) 내러티브를 목표
로 개인에게 익숙한 일상생활과 과거 경험 등을 소재로 시간 순서 및 인과 관계를 지키면서
활동 동사를 사용한 학습을 하였다. 모듈 2에서는 서사 중심(story structure-based) 내러
티브를 목표로 모듈 1에서 관찰된 학습자 내러티브 정체성 양상을 반영하여 그림과 스토리
문법요소가 적힌 카드(story grammar cue cards)를 사용한 단계별 내러티브 구조학습
(Petersen 2011, Spencer and Slocum 2010)이 추가적으로 적용되었다. 둘째, 전체 실행과
정에서 관찰된 학습자 내러티브 정체성 양상은 고부담 언어시험 준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시험 준비에서 요구되는 모범답안암기 영향으로 학습자들은 자신의 언어로
주도적으로 이야기 하고 싶은 학습 동기가 높았다. 하지만 기존의 시험 준비법에 익숙해 있
어서 수업의 리텔링 활동 시 텍스트를 암기해서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야기하는 경향을 보
였으며, 자신의 경험을 성찰, 해석, 재구성하는 개인 경험 서술 활동들은 어려워하였다. 또
한 텍스트 중심의 정확한 표현과 암기학습에 익숙하다보니 자신의 영어 발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즉흥적 말하기에 대한 불안감이 높았으며 이러한 정의적 측면들은 수업 활동에서
불안정한 비언어적 전달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하지만 학습 초반과 다르게 점차 수업이 진
행되면서 서사구조 중심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구성하는 단계별 내러티브
학습이 실행됨에 따라 내러티브 구술 활동에 관한 학습자들의 반응에 변화가 관찰되었다.
서사구조 중심의 간략한 에피소드(abbreviated episode)가 등장하는 내러티브 단계의 진입,
발화 양과 시간의 증가, 영어 말하기 인식 변화, 자신감 향상 및 업무 환경에의 적용 등이
었다. 셋째,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프로그램에서 고려해야되는 점은 학습자 내러티
브 정체성 관점의 구술교육 실행이다. 교육 전 학습자들의 내러티브 정체성 자료들이 수집
되어 고부담 언어시험 준비 맥락에서 학습자들의 내러티브 정체성이 어떻게 영향 받고 있는
지 파악한 후, 긍정적 내러티브 정체성 형성을 위한 내러티브 성찰적 요소들의 단계별 학
습, 그룹 저널쓰기와 같은 다양한 활동의 기획 및 실행이다.
내러티브 구술교육은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의미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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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학계에서 언급되고 있다(김나희, 신동일 2008, 신동일 2009, 2010, Petersen 2011).
하지만 고부담 언어시험 준비 맥락에서 한국인 성인 영어 학습자(수험자)에게 적용되는 사
례는 여전히 부족하다. 기업의 고부담 언어시험 준비 환경에서 긍정적 언어 정체성 형성을
위한 학습자 내러티브 정체성 관점의 언어교육이 적용되어 한국인 성인 학습자(수험자)의
영어 말하기 학습(시험 준비)을 다면적으로 이해하고 개선하는 현장 중심의 연구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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